[2019년 제7차 굴토 심의]

굴토 심의(자문) 의결조서
안건번호
신 청 인
대지위치
신청내용
심의결과

지반조사

흙막이가시설

계측관리

시 방 서

2019-굴토심의-7차
㈜케이지엔지니어링
종합건축사사무소

의 결 일

2019. 6. 3.

신 청 일 (상정일)

2019. 5.24.

문정동 639(문정지구 10-1)
ㅇ 공사종별 : 신 축
ㅇ규
모 : 지상15층, 지하4층, 연면적 1,513.0㎡
ㅇ용
도 : 공장(지식산업센터), 근생
심의(자문)
조건부의결
지하2층이상, 지하10m이상 굴착
내용
의견 내용
【김갑부 위원】
ㅇ지반조사에서 기반암의 일축압축강도 시험횟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바랍니다.(PRD 지지력 계산에 암
반의 일축압축강도가 활용됨)
【유재성 위원】
ㅇ2공의 시추조사와 하향식 탄성파시험을 수행함 →적정
【곽철승 위원】
ㅇ지하 하단 역레이커 접합상세(볼트/상하부 접합상세 등) 및 해체 시기 등을 명기바랍니다.
【김갑부 위원】
ㅇ단게별 굴착에서 가설벽체 근처의 굴착범위를 수치로 명기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.
【유재성 위원】
ㅇCIP+EPG차수그라우팅공법은 큰 문제가 없는 가시설공법이라고 판단됨.
ㅇ가시설벽체의 엄지말뚝은 굴착고 -2.0m 에 근입시키고 CIP 말뚝은 굴착심도까지 계획하였음.
→ BH-1 시추주상도를 보면 연암상단은 TCR/RQD(=53/0) 풍화가 심하고 절리 및 균열이 발달
한 것으로 볼 때 엄지말뚝 근입심도까지 안전하게 CIP말뚝을 연장시킬 것을 추천함.
ㅇ그라우팅심도 역시 엄지말뚝 근입심도까지 안전하게 연장하도록 추천하고, EPG차수그라우팅 공법
의 특징/장단점을 수록하고 적용배경을 추가 바람.
ㅇ버팀대 공법으로는 S.P.S(Strut as Permanent System)을 적용하였으나 건물의 규모나 터파기 심
도가 그리 깊지 않은 것을 볼 때 타당성은 결여됨. 연결재가 복잡하고 Top Down으로 시공되므
로 공기가 단축된다고 하나 건물규모가 작아 효과적인 공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문공사업체가
이원화되어 시공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 →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법과 시공에
따른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시방서, 도면에 노트를 추가하고 시공감리시 철저히 관리하시
기 바람.
ㅇ연암굴착공법이 누락된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하시기 바람.
【이동균 위원】
ㅇ매립층, 모래층 전착력 값 산정 근거를 제시바랍니다.
【김갑부 위원】
ㅇ계측기 중 변형률계를 하중계와 혼용하여 계획바랍니다.
ㅇ굴착공사 전에 실시되는 계측기 설치 시 지반조사상의 지하수위와 비교검토하도록 명기바랍니다.
【유재성 위원】
ㅇ가시설 규모를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.
【이동균 위원】
ㅇ계측계획평면도에 굴착 단계별 관리기준을 명시바랍니다.
【유재성 위원】
ㅇEPG 차수그라우팅 공법을 도면상에 적용했으나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으니 확인 후 추가 바랍니다.
ㅇ가시설 흙막이, S.P.S. 공법 등이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으니 확인 후 전체적으로 추가바랍니다.
【이동균 위원】
ㅇ차수공으로 선정된 선정과정 및 시방제시하고 도면에 배합표를 명기바랍니다.
【곽철승 위원】

지하구조안전성 ㅇ지하층 철골보 접합중에 기둥과 만나는 부분은 가로/세로 모두 모멘트 접합 설계로의 변경을 고려바랍

니다.
ㅇ구조도면 SP-404 등의 수직 철근 시공 시 간섭되는 철골보 플랜지 부분 시공 방법중에서 본 공사에
해당하는 도면만 첨부바랍니다.
ㅇ흙막이 구조계산서 중에 Dx, Dy 변위를 세로벽, 가로벽에 따라 경계조건을 부여할 경우 이에 따른 탄
성 해석상에서는 오류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한 스트럿 부재력의 과소 과대 평가가 우려됩
니다.
【김갑부 위원】
ㅇSPS 구조에 적용된 시공 중 토압종류는 무엇이며 그 토압과지지 시스템과의 적합성(compatibility)을
검토바랍니다.
ㅇRRD 지지력 계산서 상에서 말뚝직경 값(800 or 1000㎜) 적용이 맞는지 검토바랍니다.
ㅇ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에 암반의 일축압축강도가 적용되는 데 시험값이 1개입니다. 값 적용에 신뢰성
이 낮을 것 같으니 검토바랍니다.
【조성구 위원】
ㅇSPS 공법 적용한 가설구조 시공 시 각층 슬래브 타설 후 양생기간을 지정하여 정해진 양성기간 준수
후에 하부층 굴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. (바닥 슬래브 구조검토는 설계기준 강도로 되어 있음)
ㅇSPS 공법 적용 시 토목측에서 결정한 토압에 대한 Load Factor KBC2016에 따라 적용하여 강구조부
재 재검토 바랍니다ㅣ.
ㅇ1층 공사하중 적용 시 레미콘, 덤프트럭, 펌프카 당의 장비하중을 단기하중으로 취급하여 결정한 근거
가 불충분하고 강구조를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검토하였으므로 KBC2016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니 보
완바랍니다ㅣ.
ㅇ각층 슬래브에 대한 (특히 1층) 가설 시 내력 검토가 누락되었으니 보완바랍니다.
ㅇ상기 지적 내용의 보완도서에 대하여 심의위원 자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.
【이동균 위원】
ㅇ일부 구간에서 지지력 확보 및 부등적 침하방지를 위한 치환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굴토계획고
10.0m 이내로 발생될 수 있도록 도면에 명기바랍니다.

기 타
※ 굴토심의 조건부여 :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(서울시 공간정보 담당관)에 지반조사보고서 등록
사용승인 시 보완된 최종 지반조사보고서 제출
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계측관리계획 이행 철저
※ 상기 심의(자문) 조건사항을 반영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건축위원회에서는 안전, 구조, 기능,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, 본 심의(자문)에서는
건축법 등 관련 법규검토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
